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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standardize the Korean bisyllabic word lists for juveniles and preschoolers, which are used for th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 (SRT) test. A set of 50 bisyllabic words for juveniles and 24 words for preschoolers were first selected 
from previous literatures based on the familiarity, phonetic dissimilarity and normal sampling of Korean speech sounds. Then psy-
chometric function tests for each word were performed for 10 juveniles and 10 preschoolers with normal hearing to choose a more 
homogeneous group of bisyllabic words with respect to audibility. All test words were randomly presented to each subject at each 
intensity level from -5 dBHL to 25 dBHL in 5 dB steps for juveniles and -10 dB HL to 30 dB HL in 10 dB steps for preschoolers. 
For each group, the percentage of correct responses was plotted as a function of intensity level. The slopes and levels at 50% 
intelligibility of the psychometric function curves for all test words were obtained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equation. The mean 
slope and threshold were 10.96%/dB (SD 1.63) and 7.89 dBHL (SD 2.48) for juveniles and 6.65%/dB (SD 1.83) and 13.28 dBHL 
(SD 4.62) for preschooler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intensity in each spectrum of speech sounds was within 10 dB. Based on 
these results, we finally selected 24 bisyllabic words for juveniles. For preschoolers, we selected 12 words and made a board of 
pictures composed of 3 rows and 4 columns each of which represents a bisyllabic word. To sum up, these bisyllabic word list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homogeneous with respect to audibility. Before being widely used to hearing-impaired children, however, 
it may be necessary to verify and revise these lists.  
 
KEY WORDS：Bisyllabic word lists·Familiarity·Homogeneity with respect to audibility·Psychometric function curve·

Speech recognition thresholds.  

 
 

INTRODUCTION 
 

청력손실(hearing loss)은 보이지 않는 장애이지만 개인

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성인들의 경우 

직장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유소아나 아동들의 경우에도 말이나 언어를 습

득하거나 학교 혹은 가정 내의 일상생활에서 성인과 비슷

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유소아기의 청력손실인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말을 배우는 시기인 언어습득기의 청

력손실로 인해 언어 및 지능발달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학

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청력손실의 조기진단을 위한 신

생아 청각선별검사와 더불어 치료 및 재활이 다른 어느 시

기보다 중요하다.39) 

유소아나 아동을 위한 청각검사에는 아동의 능동적 참여

와는 상관없이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임피던스검

사(impedance audiometry), 이음향방사검사(otoacou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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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및 청성뇌간반응검사(auditory brainstem re-
sponse) 등과 같은 방법을 먼저 적용하게 되지만,38) 청각

기능의 성숙도와 주파수별 정보를 얻고 연령에 맞는 행동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강화청각검사(visual reinforce-
ment audiometry), 유희청각검사(play audiometry) 및 

어음청각검사(speech audiometry) 등의 주관적 검사가 

유용하다고 한다.39) 특히 유소아나 아동의 청각검사 시 사

용되는 자극음으로는 순음과 같은 추상적인 음보다는 구체

적이고 알기 쉬운 숫자, 환경음 및 어음을 들려주었을 때 

더 쉽게 반응을 잘한다.32)36) 또한 어음을 이용한 청각검사

의 경우 비언어적 자극을 사용했을 때 보다 검사의 집중력

과 성공률이 더 높고, 의사소통능력의 평가에 있어 타당도

(validity)가 높기 때문에 유소아 및 아동들에게 유용하다

고 한다.32) 그래서 외국의 경우 아동들을 위해 숫자, 환경

음 및 어음 등의 다양한 자극음을 이용한 청각검사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30)35) 특히 어음을 이용한 청각검사의 경우 

어음인지도(speech recognition scores)를 측정하기 위

한 단음절어표나 문장표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음청각검사가 다양한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련

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어린 유소아의 경우 언

어 발달의 미완성, 어휘에 대한 낮은 친숙성, 제한된 응답

능력 및 조음 및 발화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어음청각검사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3) 

그러므로 어린 유소아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실물 장난감이나 그림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한다.39)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 유소아나 아동을 위한 어음인지(청

취)역치검사용(speech recognition(reception) thresholds) 

이음절어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아직 표준화 작

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성인과 아동 및 유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이음절어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소아의 발달에 맞는 그림 이음절어표의 개발이 절

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실정에 맞고 아동 및 유소아에게 유용한 어음인지역치

검사용 이음절어표를 학령기용(만 6~12세)과 학령전기용

(만 3~5세)으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학령기용 및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작성에 있어 선정

기준을 크게 어휘 선정기준과 PAL(Psycho-Acoustic La-
boratory) 이음절어표33)의 선정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어휘 선정기준 

학령기용의 경우 대상 연령이 만 6~12세이지만, 어음인

지역치검사 특성 상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친숙한 어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

학교 저학년은 추상적인 개념의 학습이 어렵고 어휘사용 

수준이나 사고가 미분화되어 있으며, 구체화된 사물에 대

한 의미영역과 그들의 직·간접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어

휘를 선택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백선혜(2004)의 어휘 선정기준인 ① 저학년 

학생들의 어휘발달과 관련된 구체성 ②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의미 명사를 선택하

기 위한 친숙성 ③ 일상성과는 다른 의미로 일상적인 대화

나 표현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보

편성 ④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나 쉬운 개념

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유어의 사용 빈도

수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아동청각검사에 사용되는 어음

은 아동들의 언어수준에 맞아야 하고, 아동 스스로 단어를 

듣고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40)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의생활, 주생

활, 식생활, 사람과 관련된 어휘, 학교와 관련된 어휘, 동물 

및 식물과 관련된 어휘 등이 포함되었다.  

학령전기용의 경우에도 학령기용에 적용되었던 어휘 선정

기준을 함께 적용하였으며, 다만 대상 연령에 맞게 어음인

지역치검사의 특성 상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

도로 쉬운 단어 중 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유의미 명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음절어표 선정기준33) 

이음절어표 선정기준은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Hudgins 

등(1947)이 제시한 기준을 아동들의 언어발달 수준에 맞

추어 적용하였다. 즉 ① 친숙성(familiarity) ② 음소적 비

유사성(phonetic dissimilarity) ③ 표준어의 대표성(normal 

sampling of English speech sounds) 및 ④ 단어 간 가청

도(난이도)의 동질성(homogeneity with respect to audi-
bility) 등의 기준에 맞춘 양양(강강)격 단어(spondee word)

를 최대한 선택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이음절어표 선정기준 중 친숙성과 단

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위

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단어 중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맞는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단

어에 대한 심리음향기능곡선(psychometric function curve)

을 측정한 뒤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통해 각 단어의 

역치(threshold, 50% 정반응률 지점)와 기울기(slope, 50% 

정반응률 지점의 기울기)를 구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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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절어표 선정과정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학령기용 및 학령전기용 이음

절어표의 개발은 총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1 단계 

이미 발표된 이음절어표11)13-15)17)18의 단어 중 중복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아동이나 유소아들에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동 및 유소아용 동

화, 저학년 및 고학년 교과서, 어휘사용에 관련된 논문 등 

다양한 참고자료와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

휘 중 1~2등급에 속하는 빈도수가 높고, 일상생활에 친숙

한 신규 단어를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이음절어표의 단어

와 함께 학령기용과 학령전기용 이음절어 후보목록을 각각 

작성하였다.3)8)9)13-16)18-22)24)27)28) 

 

 2 단계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이음절어표 선정기준 중 친숙성과 

기타 어휘 선정기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단어의 어두 

자음에 우리말의 모든 자음이 거의 포함된 50개와 24개의 

친숙한 학령기용 및 학령전기용 단어를 각각 선정하였다. 

 

3 단계 

단어 간 가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학

령기용과 학령전기용 모두 과거 이과적 병력이 없고 순음청

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10 dBHL 이내의 정상 청력을 나

타내는 남녀 아동 및 유소아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심리음

향기능곡선을 측정하였다. 검사방법은 학령기용의 경우 –5 

dBHL부터 25 dBHL까지 5 dB 간격으로 단어를 청취하게 

하고, 학령전기용의 경우 –10 dBHL부터 30 dBHL까지 10 

dB 간격으로 단어를 청취하게 한 후 맞는 그림을 지적하게 

하여 각각 7개와 5개의 자극강도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음소별 빈도수는 아동과 성인의 말소리 출현빈도 및 순

위는 크게 차이나지 않고, 아동이 성인에 비해 전체 말소리

의 빈도 총합만 차이나기 때문에6) 학령기용의 경우 일반용

과 마찬가지로 박찬일(2001), 박서린(2000), 변성완(2001) 

및 김진경 등(2004)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소별 목표 

빈도수를 설정한 후(Appendix 1) 이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함으로써 회화 어음과 음성학적 분포의 

동일성을 조절하였고, 그 외 음소적 비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 24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학령전기용은 회화어음

의 음소별 빈도수가 일반용 및 학령기용과는 상당한 차이

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논문 중 변성완(2001), 

김진경(2004)의 자료 외에“2~5세 유소아의 자발적 발화

에 나타난 한국어 음절 및 음운 빈도”를 정리한 김민정 등

(2001)의 자료도 함께 고려해서 음소별 목표 빈도수(Ap-
pendix 2)를 설정하고 이에 최대한 부합하는 12개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음절어표의 작성 

 

학령기용 

심리음향기능검사를 시행한 50개 단어 중 역치(Mean= 

7.89±2.48 dBHL)와 기울기(Mean=10.96±1.63%/dBHL)

가 모두 평균으로부터 ±1SD 이내인 단어는 총 28개였다. 

이 중 음성학적 부동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동일 음절

이 중복되거나, 발음이 같은 단어, 음소별 빈도수가 잘 맞

지 않는 단어 및 외래어 등 10개 단어를 제외한 18개 단

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목록 내의 음소별 빈

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역치 및 기울기의 평균으로부터 ±

1.5SD 이내의 단어 중 6개 단어(그림, 노래, 전화, 동생, 학

교, 장갑)를 추가로 다시 선정하여 총 24개 단어로 구성된 

학령기용 이음절어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어음인지역치검

사를 시행할 때 검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학령기용 이음절

어표의 24개 단어를 2개의 목록(list)으로 다시 나누어 정

리하였다(Table 1).  

  

학령전기용 

학령전기용도 심리음향기능검사를 시행한 24개 단어 중 

역치(Mean=13.28±4.62 dBHL)와 기울기(Mean=6.65

±1.83%/dB)가 모두 평균으로부터 ±1SD 이내인 단어는 

총 10개였다. 선택된 10개 단어 외에 학령기용과 마찬가

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총 12개 단어로 구성된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를 작성하였다(Table 2). 

학령전기용 단어에 대한 그림은 동화책 전문 삽화가에게 

의뢰해서 아동의 연령 수준에 맞게 제작하였으며, 유소아 및 

아동의 언어치료와 청능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10명의 치

Table 1.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학령기용 이음절어표 

List 1 날개 창문 동생 약국 호박 자연 거울 토끼 회사 노래 신발 딸기 

List 2 나무 참새 달걀 우산 학교 장갑 그림 풍선 전화 병원 과일 땅콩 

Table 2.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  

거울 안경 전화 풍선 당근 가위 사과 나무 신발 모자 연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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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에게 그림의 적절성 검사를 시행한 후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림판 한 장의 크

기는 42 cm(가로)×29.7 cm(세로)이고, 그림 한 장의 크

기는 10.5 cm(가로)×9.9 cm(세로)로 4개의 그림을 3줄

로 배열하여 아동의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6개 계열의 색깔 그림으로 제작하였다(Fig. 1). 

 

RESULTS  
 

심리음향기능곡선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학령기용 24개 단어의 역치와 기울기의 평균은 각각 7.24 

dBHL(SD1.49)과 11.14%/dB(SD11.17)였다. 그리고 각 

단어의 난이도를 비교해 본 결과 24개 단어 중에서 역치

가 가장 낮은 단어는“전화(5.07 dBHL)”, 가장 높은 단어

는“그림(10.32 dBHL)”이었으며,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단어는“병원(9.51%/dB)”, 가장 급한 단어는“동생(13.11% 

/dB)”으로 각각 측정되었다(Appendix 3). Figs. 2 and 3

은 24개 단어에 대한 심리음향기능곡선을 2개의 목록으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으며, 목록 간의 난이도는 역치와 기울

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학령전기용의 경우 12개 단어의 역치와 기울기의 평균

은 각각 12.75 dBHL(SD3.49)과 6.62%/dB(SD1.84)였

으며, 각 단어의 난이도를 비교해 본 결과 역치가 가장 낮

은 단어는“사과(8.45 dBHL)”, 가장 높은 단어는“연필

(17.92 dBHL)”이었다. 그리고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단

어는“풍선, 모자(4.05%/dB)”, 가장 급한 단어는“당근

(8.60%/dB)”으로 측정되었다(Fig. 4)(Appendix 4). 

 

음소별 빈도수 분석 결과 

학령기용 24개 단어의 경우 초성의 음소별 빈도수는 /ᄉ/

이 목표 빈도수보다 많았고, 중성(모음)은 /ᅡ/가 목표 빈

도수보다 많았으며, /ᅥ, ᅦ, ᅳ/는 목표 빈도수보다 작았다. 

종성의 경우 받침이 없는 음소의 비율이 41.7%였고, /ᆯ, 

o/이 목표 빈도수보다 조금 많았다(Figs. 5, 6 and 7). 2개 

목록의 음소별 빈도수 역시 목표 빈도수에 최대한 근접하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령전기용 12개 단어의 경우 초성의 음소별 빈도수는 

/ᆨ, ᄑ/이 목표 빈도수보다 많았고, 중성(모음)은 /ᅡ, ᅮ/

가 목표 빈도수보다 많았고 /ᅵ/는 목표 빈도수보다 작았 

Fig. 1.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 그림판.  

Fig. 2. 학령기용 이음절어표(List 1)의 심리음향기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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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성의 경우 받침이 없는 음소의 비율은 54.2% 이었

다(Figs. 8, 9 and 10). 

 

문법현상 및 주파수 분석결과 

학령기용은 맞춤법 표기와 발음 표기가 다른 경우가 경

음화 현상(8.3%)이 일어나는“약국[약꾹]”과“학교[학

꾜]”의 총 2개 단어였으며, 학령전기용은 맞춤법 표기와 

발음 표기가 다른 단어가 없었다. Computerized Speech 

Lab(CSL)을 이용하여 주파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일반용

과 마찬가지로 학령기용 및 학령전기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이 강조된 특성을 나타내었고, 주파수 특성

의 편차는 약 10 dB 이내였다. 

 

DISCUSSIONS AND CONCLUSIONS 
 

아동을 위한 어음청각검사는 검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Fig. 5. 학령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
(N)와 목표 빈도수(Target)-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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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학령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
(N)와 목표 빈도수(Target)-중성(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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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친숙해지고 신뢰관계를 쌓은 후 아동들의 언어수준

에 맞는 흥미로운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40) 특히 어린 유소아의 경우 검사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숙한 단어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하게 하고 동시에 실물 장난감이나 그림을 지적하도록 유

도하는 결합과제법(combined task)이 아동의 집중력 향 

Fig. 7. 학령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
(N)와 목표 빈도수(Target)-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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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
수(N)와 목표 빈도수(Target)-초성. 

0

1

2

3

4

5

6

0 0 0 0 0 0 0 0 

5 

2 

1 

2 

1 

3 

4 

2 

1 

2 

1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N T 

0 0 0 0 
Fig. 9.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
수(N)와 목표 빈도수(Target)-중성(모음). 

0 0 

8 

0 

3 

0 

2 

0 

1 

2 

0 

3 

1 

0 

1 

0 

3 

0

1

2

3

4

5

6

7

8

9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N T 



 
 
 
 
 
 SJ Cho, et al：Korean Bisyllabic Words for SRT(Children)G 43

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29) 이런 의미에서 Meyerson은 

1956년에 이미 양양격 단어의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유소

아들에게 지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널리 사용하도

록 했으며, Martin과 Coombes(1976)도 17개월에서 56

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물질적 강화제(tangible reinfor-
cer)를 사용하여 어음인지역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

였다. 그 후 Wilson과 Antabolin(1980)은 말을 하지 못

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카드를 이용해서 단어인지도

(word recognition scores)와 어음인지역치를 측정하여 

다양한 조건해서 비교 연구하였으며, Frank(1980) 역시 

양양격 단어를 그림으로 제시한 후 실시한 명료도 및 역치 

검사의 임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그림카드를 이용한 어음청각검사는 나이가 어린 유소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성인에게도 사용하였

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유용한 검

사가 될 수 있다.41) 

우리나라에서도 박홍준 등(1999)이 이음절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유소아를 대상으로 

어음인지역치를 측정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유희청

력검사보다 성공률이 높고 검사 시간도 단축되었다고 한다. 

또한 함태영(1986)은 한국 어음청력검사표의 제작에 관

한 연구에서 유소아용 단어를 20개를 발표했으며, 그 이듬

해 인 1987년 김석경과 함태영은 유소아를 위한 그림 어

음청력검사에 관한 연구에서 명료도검사를 위한 3개의 단

음절어표와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1개의 이음절어표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서 어음

인지역치검사를 위한 이음절어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으로 다양한 연령층과 난청군에 적합한 이음절어표의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음절어표의 선정기준 중 친숙성과 단어 간 가청도(난이

도)의 동질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학령기 및 학령

전기 아동들에게 유용한 이음절어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학령기용 및 학령전기용 단어에 대한 심리음향기능곡선

을 분석한 결과 단어의 기울기는 각각 11.14%/dB와 6.62%/ 

dB로 학령기용 단어에서 더 급하게 측정되어 단어 간 가

청도(난이도)의 동질성이 학령전기용보다 더 높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상 아동의 연령차로 인한 결과로 생

각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용 단어의 기울기는 일반용 단

어의 기울기인 10.45%/dB와 비슷한 수치로 더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종성이 없는 음소의 비율은 학령기용과 

학령전기용의 경우 각각 41.7%와 54.2%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목표 빈도수인 57.5%와 64.6%에는 조금 못 미치지

만,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의 13.9%와 비교했을 때는 

향상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음화 현상

에서도 나타나는데 함태영(1962) 이음절어표에서는 양양

격 단어를 강조한 나머지 36개 단어 중 14개(38.9%)의 

단어에서 경음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령

기용과 학령전기용의 경우 경음화 현상이 각각 8.3%와 

0%로 일반용의 13.9%보다 낮은 수치이며, 연령대에 따라

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일반 회화체의 2.9%에 근접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학령전기용의 경우에는 

대상 연령이 만 3~5세이기 때문에 학령기용보다 제한된 

범위의 단어 중에서 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종 단어는 기존 연구나 논문에서 발표된 단어

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함태영(1986)

이 발표한 유소아용 단어 20개(그림으로 표현 가능한 단

어가 총 13개) 중 9개 단어가 심리음향기능검사를 위한 

24개 단어에 포함되었으며, 최종 12개 단어에는 6개(거울, 

안경, 전화, 신발, 연필, 기차)가 포함되었다. 또한 김석경 

& 함태영(1987)의 유소아용 이음절어표의 단어 중 총 7

개(거울, 안경, 전화, 신발, 가위, 연필, 기차)가 최종 12개 

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그림판 제작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해 아

동에게 한 번에 제시하는 그림의 항목 수인데 2~3세의 경

우에는 한 번에 4~5개, 4~5세의 경우에는 6~8개까지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8)39) 그리고 3세 6개월에서 5세 2

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판을 이용한 Frank(1980)의 

연구에서는 그림판 한 장에 총 10개의 그림을 음소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한 뒤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시행하였다는 보

고가 있었다. 최근에 아동을 위한 청력검사 도구(MAICO, 

Select Picture Audiometry)에 사용되는 그림판의 경우 그

림판 한 장에 총 12개의 그림을 배치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 항목의 수가 작

을수록 성공률은 높을 수 있으나, 검사결과가 어음청치역

Fig. 10.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N)와 목표 빈도수
(Target)-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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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는 어음탐지역치(speech detection thresholds)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8) 그림판 제

작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항은 그림 색깔이 검사의 

수행력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Irenes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에 따라 흑백선 그림과 색깔 그림에 대해 단어 

인지도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림에 대한 청각장애아동의 

특성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령전기용의 

대상 연령을 감안하여 그림판 한 장에 총 12개의 그림이 

음소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의 

주의집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6개 계

열의 색깔 그림으로 제작하였다 

아동의 청각검사에는 순음을 이용한 검사와 함께 다양한 

어음을 이용한 검사가 필수적이며, 일상생활의 의사소통능

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어음청각검사의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어음인지역치검사를 위한 이음절어

표를 학령기용과 학령전기용으로 나누어 각각 대상 연령의 

언어수준에 맞는 24개와 12개 단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림

을 이용한 어음인지역치와 순음청력검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 

역치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어린 아동들에게 손쉽고 유용한 

이음절어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이음절어표·친숙성·단어 간 가청도(난이도)

의 동질성·심리음향기능곡선·어음인지역치. 
 
 
이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번호：10028016)
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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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S □ 
 

<Appendix 1> 학령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N) 

 

 

 

 

 

 

 

 

초  성 
목표 

빈도수(N) 

초성 

빈도수(N) 

중성 

(모음) 

목표 

빈도수(N)

중성 

빈도수(N)
종  성 

목표 

빈도수(N) 

종성 

빈도수(N)

ᄋ 07 06 ᅡ 10 15 None  27 20 

ᆨ 06 07 ᅵ 07 05 ᆫ 06 06 

ᆫ 05 04 ᅳ 05 01 ᄋ 04 08 

ᄉ 04 06 ᅥ 06 03 ᆯ 04 07 

ᄌ 04 03 ᅩ 05 05 ᆷ 02 02 

ᆯ 03 02 ᅮ 04 06 ᆨ 02 04 

ᆮ 03 02 ᅧ 03 02 ᆮ 02 00 

ᆷ 03 02 ᅢ 02 02 ᆸ 01 01 

ᄒ 03 03 ᅦ 02 00    

ᆸ 03 03 ᅪ 01 02    

ᄎ 02 02 ᅴ 00 00    

ᄊ 01 00 ᅭ 01 01    

ᆩ 01 03 ᅣ 01 02    

ᄐ 01 01 ᅨ 00 00    

ㄸ 01 02 ᅲ 00 00    

ᄑ 01 01 ᅯ 01 01    

ᄏ 00 01 ᅱ 00 00    

ᄍ 00 00 ᅫ 00 00    

ㅃ 00 00 ᅬ 00 01    

   ᅤ 00 00    

   ᅰ 00 00    

합  계 48 48 합  계 48 48 합  계 48 48 
 
*초성과 종성의 목표 빈도수：박찬일(1971), 박서린(2000), 변성완(2001), 김진경(2004)에서 제시한 음소별 출현빈도의 평균치 
*중성(모음)의 목표 빈도수：박찬일(1971), 변성완(2001), 김진경(2004)에서 제시한 음소별 출현빈도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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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의 음소별 빈도수(N) 

 

 

 

 

초  성 
목표* 

빈도수(N) 

초성 

빈도수(N) 

중성 

(모음) 

목표** 

빈도수(N)

중성 

빈도수(N)
종  성 

목표*** 

빈도수(N) 

종성 

빈도수(N)

ᄋ 4 4 ᅡ 5 8 None  15 13 

ᆨ 4 5 ᅵ 4 3 ᆫ 3 5 

ᆫ 2 2 ᅳ 2 1 ᄋ 2 3 

ᄉ 2 3 ᅥ 3 3 ᆯ 1 3 

ᄌ 2 2 ᅩ 2 1 ᆷ 1 0 

ᆯ 2 0 ᅮ 2 3 ᆨ 1 0 

ᆮ 2 1 ᅧ 1 2 ᆮ 1 0 

ᆷ 2 2 ᅢ 1 0 ᆸ 0 0 

ᄒ 1 1 ᅦ 1 0    

ᆸ 1 1 ᅭ 1 0    

ᄎ 1 1 ᅴ  0    

ᄊ 1 0 ᅪ  2    

ᆩ 0 0 ᅣ  0    

ᄐ 0 0 ᅨ  0    

ㄸ 0 0 ᅲ  0    

ᄑ 0 2 ᅯ 2 0    

ᄏ 0 0 ᅱ  1    

ᄍ 0 0 ᅫ  0    

ㅃ 0 0 ᅬ  0    

   ᅤ  0    

   ᅰ  0    

합  계 24 24 합  계 24 24 합  계 24 24 
 
*초성과 중성(모음)의 목표 빈도수：김민정(2001), 변성완(2001), 김진경(2004)에서 제시한 음소별 출현빈도의 평균치 
*종성의 목표 빈도수：변성완(2001), 김진경(2004)에서 제시한 음소별 출현빈도의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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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학령기용 이음절어표 24개 단어에 대한 역치 및 기울기 

<Appendix 4> 학령전기용 이음절어표 12개 단어에 대한 역치 및 기울기 

 

 

 

 단어 역치(dBHL) Slope(%/dB)  단어 역치(dBHL) Slope(%/dB)

1 날개 9.05 9.76 13 나무 6.48 10.16 

2 창문 6.73 12.45 14 참새 8.05 9.92 

3 동생 7.10 13.11 15 달걀 7.68 10.54 

4 약국 8.45 9.73 16 우산 5.85 12.21 

5 호박 8.37 9.77 17 학교 5.11 11.80 

6 자연 6.05 11.86 18 장갑 5.27 12.02 

7 거울 8.50 10.51 19 그림 10.32 10.35 

8 토끼 6.17 11.81 20 풍선 7.56 9.94 

9 회사 10.17 10.27 21 전화 5.07 11.59 

10 노래 6.76 13.03 22 병원 7.64 9.51 

11 신발 8.53 10.40 23 과일 6.36 12.35 

12 딸기 5.44 12.23 24 땅콩 7.06 12.11 

평  균 역치(dBHL) 7.24±1.49 평  균 Slope(%/dB) 11.14±1.17   

 
 
 
 

 단어 역치(dBHL) Slope(%/dB)  단어 역치(dBHL) Slope(%/dB)

1 거울 10.80 7.26 7 사과 8.45 7.80 

2 안경 16.07 5.09 8 나무 15.54 5.09 

3 전화 10.85 8.05 9 신발 11.35 8.05 

4 풍선 16.23 4.05 10 모자 16.90 4.05 

5 당근 8.48 8.60 11 연필 17.92 4.75 

6 가위 9.99 8.26 12 기차 10.47 8.40 

평  균 역치(dBHL) 12.75±3.49 평  균 Slope(%/dB) 6.62±1.84 

 


